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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신체 인식 방법은 특수한 기기를 사용하거나 이미지로부터 영상처리를 통해 검출하는 방법들이 있다. 특
수 기기를 사용할 경우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약되고 기기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카메라와 영

상처리를 사용할 경우 환경의 제약과 비용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카메라와 합성 곱 심층 신경망을 사용한 신체 인식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합성 곱 심층 신경망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합성 곱 심층 신경망의 성능을 올리기 위한 기법 중 스킵 연결을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여 스킵 연결이 손 검출 망에 끼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 실험을 통해 기본 스킵 연결 이외 추가적인 스

킵 연결의 존재가 성능에 나은 영향을 끼치고 하향 스킵 연결만 추가된 망이 가장 나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raditional pose estimation methods include using special devices or images through image processing. The 
disadvantage of using a device is that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device can be used is limited and costly. The use 
of cameras and image processing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environmental constraints and costs, but the performance 
is lower.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were studied for pose estimation just using only camera without these 
disadvantage. Various techniques were proposed to increase cognitive performance. In this paper, the effect of the skip 
connection on the network was experimented by using various skip connections on the joint recognition of the hand. 
Experiments have confirmed that the presence of additional skip connections other than the basic skip connections has a 
better effect on performance, but the network with downward skip connections is the bes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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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세 추정(Pose Estimation)은 기기의 입력, 애니메이

션의 CG 생성, AR/VR의 입력 기능 등 높은 활용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에 애니메이션, 영화 CG나 

게임의 모션 제작 시, 특수의상이나 촬영 장비가 필요하

다. 또한, AR/VR의 입력 기능은 현재까지 조종기를 통

해 입력해야 한다. 이런 부수적인 기기들이 있어야만 해

당 기능들을 수행 할 수 있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

경의 제약과 기기들의 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
러한 단점들은 부수적인 기기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기기 없이 카메라만을 이용하여 검출하기 위해 

심층 신경망[1-4]을 이용하였다. 
초기의 심층 신경망은 전-연결 심층 망으로 많은 학

습 변수와 망이 깊어지면 학습이 잘되지 않는 현상 등으

로 인해 이미지에 대하여 높은 성능을 보이지 못했다. 
이후 이미지의 특성을 활용한 망으로 전-연결 심층 신경

망이 아닌 합성 곱 신경망을 통해 이미지에 대한 성능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합성 곱 심층 신경망의 성능을 더 

올리기 위해 배치 정규화, 어텐션, 병목 구조, 스킵 연결

[4-7] 등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더 높은 인식 성능

을 얻기 시작했다.
자세 추정은 관절의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 히트 맵

(Heat map)형태의 결과를 검출하게 된다. 이때 히트 맵

을 검출하는 인코더-디코더 형태의 구조를 사용하면, 구
조의 특성상 특징맵이 축소, 확대 되면서 공간적 특성을 

많이 손실하게 된다. 공간적 손실을 완하 시키기 위해 

축소과정에서의 특징맵으로부터 확대 과정에서의 특징

맵으로 특징 값을 전달해주는 스킵 연결 방법이 대표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스킵 연결은 단순히 

같은 크기의 특징 맵으로만의 스킵 연결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심층 신경망을 이용해 손의 2D, 3D 좌표 검

출에 대하여 검출 성능을 올리기 위한 기법 중 스킵 연

결에 대해 다양한 형태에 따라 검출 성능을 확인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2.1. 손 자세 추정

손 자세 추정은 이미지로부터 손 관절의 2D, 3D 좌표

를 검출하는 것 뜻한다. 손 관절 위치는 2D의 경우 극값

이 관절의 위치를 나타내는 히트 맵 형태로 그림 1과 같

이 표시한다. 3D의 경우 특정 관절을 중심으로 지정하

여 해당 관절로부터 상대적인 거리를 (-1, 1)의 값을 이

용해 표시한다. 

Fig. 1 Prediction of 2D joint

손 자세 추정은 단조 RGB 이미지로부터 2D와 3D 관
절을 인식하는 방법[1]과 Depth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

법[8]이 있다. 

2.2. 위조 데이터

심층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들은 일반적

으로 수집된 이미지에서 관절의 위치를 직접 표기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2D 데이터의 경우 이미지로부터 데이

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3D 데이터의 경우 해

당 방법으로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의 정확도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D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직접 

3D 좌표를 얻는 방법이 있지만, 장비가 필요하고 고가

의 장비가 대부분이라 쉽게 사용하기는 힘들다. 이런 장

비 없이 데이터를 얻는 방법으로 가짜 데이터로부터 진

짜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얻어내는 방법들[1, 9]이 연

구되었다. 

2.3. 어텐션 모듈

어텐션 모듈은 심층 신경망을 학습할 때 모델의 성능

을 올리기 위해 사용된다. 모델이 이미지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과 덜 집중해야 할 부분을 판별시켜주는 변수가 

모델과 같이 학습되는 모듈이다. 초기에는 전역 평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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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이용해 분류 항목에 따라 집중할 변수들이 학습된

다. 이후 분류 항목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특성까지 반영

하여 학습되게 개발되었고[6] 합성 곱 신경망에서는 망

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특히 어텐션 모듈의 경우 망에 모듈이 추가되어도 학습

에 필요한 변수의 양의 변화가 크지 않아 학습 시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

2.4. Focal Loss

Focal loss[10, 11]는 클래스 불균형으로 인한 학습 저

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손실 함수이다. 수식 (1)과 

같이 기존의 교차 엔트로피 손실함수에서 차이 값의 승

수를 곱한다. 차이 승수 곱에 의해 기존보다 맞고 틀림에 

대하여 값이 넓게 분포된다. 분포가 넓어져 차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검출 값이 옳을 때는 적은 변화를 만들

어 내고 검출 값이 틀린 경우 큰 변화를 만들게 된다.

  
log (1)

2.5. Encode-Decode

초기의 심층신경망 구조는 입력 사이즈에서 점진적

으로 작아져서 분류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확률이 나

오는 형태를 가진다. 이후 영역 분할, 위치 검출과 같은 

항목분류보다 큰 결과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의 구조 대신 인코더 디코더의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고 

이후 스킵 연결을 활용한 정보 유지, 고-저해상도 연결 

모델들[4, 5]이 개발되었다.

Ⅲ. 손 관절 인식 방법

최근의 신체 인식을 위한 모델들은 인코더-디코더 형

태를 많이 사용한다. 인코더-디코더와 U-Net[5]의 구조

적 차이는 그림 2와 같이 스킵 연결의 유무이다. 인코더-
디코더의 경우,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 인코드 과정을 통

해 입력데이터보다 작은 크기의 형태로 압축을 시킨 후 

디코드 과정을 통해 원래 형태의 크기로 복구시키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다. 이때, 디코드 과정에서 압축된 정보

에 의존하게 되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다. U-Net에서

는 이런 의존성을 없애기 위해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스킵 연결을 추가하여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 

(a) Encoder-Decoder (b) U-Net

Fig. 2 Difference of Encoder-Decoder vs U-Net

U-Net 이후 영역 분할 검출이나 히트 맵 형태와 같은 

영역 범위의 결과 검출 시 스킵 연결을 많이 사용한다. 
초기 스킵 연결은 같은 크기의 특징 맵 간의 연결 형태

로 대부분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기본, 
상향, 하향 스킵 연결 3가지 형태를 섞어 총 4가지 경우

에 대한 실험을 통해 스킵 연결이 학습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a) Base (b) Up (c) Down

Fig. 3 Three types of skip connection

3.1. 관절 인식

심층 신경망을 통한 관절 인식의 경우 크게 좌표 검출

과 후보 영역 검출이 있다. 좌표 검출은 회귀 분석으로 이

미지상에 해당 좌표에 존재한다는 정확한 좌푯값이 나오

는 검출 방법이고 후보 영역 검출은 이미지상에서 특정 

위치에 관절이 있을 확률값을 검출하게 된다. 좌푯값을 

검출하는 것보다는 후보 영역 검출이 정확도 측면에서 

나은 성능을 보이지만 검출 값들이 많아 학습 시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2D 외에 3D의 경우 X*Y*Z 크기의 

매우 큰 값이 검출 값으로 나와야 하기에 학습을 시키기

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2D의 결과는 X*Y 크
기의 후보 영역, 3D는 3차원 좌푯값으로 검출된다.

3.2. 학습 데이터

2D, 3D 학습에 대한 데이터 세트로 손에 대한 고해상

도 이미지와 2D, 3D 좌표를 제공해주는 Large-scale 
Multiview 3D Hand Pose Dataset[9] 을 사용하였다. 해
당 데이터 세트는 위조 데이터로 생성 과정에서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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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기본 손 사진 20,690장의 사진으로부터 손만 잘

라내고 여러 배경을 합성하여 총 65,115장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중 학습 데이터 45,581장, 검증 데이터 

13,023장, 테스트 데이터 6,511장으로 분류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값은 2D, 3D 좌표, 
경계 박스 중 2D, 3D 좌푯값들만을 사용하였다. 제공되

는 2D, 3D 좌푯값들은 학습에 맞게 변형이 필요하다. 
2D 좌표의 경우 후보 영역을 검출하기 위한 히트 맵 형

태의 2D 이미지로 변형하였고, 3D 좌표의 경우 [-500, 
500] 범위에 대하여 상대 좌표로 [-1, 1]로 변형하여 학

습이 가능한 형태로 변형하였다.

3.3. 망의 구조

학습에 사용된 망의 구조는 기본 인코더 디코더 구조

에서 각 블록은 dense Block[12]을 사용하고 스킵 연결

로 bottleneck block[7]을 사용하였다. 그림 4의 dense 
block(a)은 conv 1x1, conv 3x3이 3층으로 쌓여 있으며 

각 층의 결괏값이 다음 층으로 계속해서 전달된다. 다음 

층으로 계속해서 전달하는 특성으로 인해 망이 깊어져

도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 발생하지 않는다. 
bottleneck block(b)은 초기 1x1 커널을 통해 채널 크기

를 1/2로 줄이고 마지막 1x1을 통해 원래 채널의 크기로 

다시 회복한다. 해당 연산은 3x3 커널 2개보다 파라미터 

수가 적고 성능이 높게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bottleneck block에서 사용되는 CBAM[6] 모듈은 요즘 

합성 곱 신경망에서 사용되는 어텐션 기법으로 추가 파

라미터 수는 적지만 성능에 큰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해당 모듈들을 사용하여 손의 관절 2D, 3D를 

검출하는 망을 구성하였다. 망의 초기에 7x7 크기의 커

널과 stride 2를 통해 2x 배 크기가 줄고 3x3 크기의 커널

과 max pooling을 통해 2x 배 크기를 줄인다. 이후 dense 
block과 bottleneck block으로 구성된 U-Net으로 전달된

다. U-Net은 총 4개의 형태로 스킵 연결의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 기본 연결은 유지한 체 상향, 하향 연결의 여

부에 따라 형태가 달리 된다.
학습에서 사용된 손실 함수는 2D 후보 영역에 대해

서는 픽셀값을 기반으로 손실 격차를 줄이는 pixel 
wised logistic focal loss(2)[11]를 사용하였고 3D 좌표

의 경우 MSE loss(3)를 사용하였다.

(a) Dense Block (b) Bottleneck Block

Fig. 4 Structure of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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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al loss[10]는 검출해야 하는 값인 가 1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하는 수식이 다르다. 는 망의 출

력값 중 번째 채널에   위치에서 검출 해야하는 값

으로 0~1 사이의 값을 가진다. 가 1인 경우 망으로

부터 검출된 값인 와 1의 차이에 대하여 승을 곱

해 손실 격차를 줄이지만, 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와 1의 차이에 대한 승, 의 승을 곱하여 손

실 격차를 줄인다. 와 는 [11]을 따라 각각 2, 4를 사

용한다. 은 1인 의 수이다.

  


  



 
 

 (3)

수식 (3)은 검출 값, 검출된 값  의 차이에 대하여 

평균 제곱 손실함수이다. 최종 손실 함수는 수식 (4)와 

같다. λ는 2D와 3D간의 손실 비율을 맞춰주기 위한 변

수로 100을 사용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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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한 손 자세 추정 흐름

도는 그림 5와 같다. 검출하고자 하는 영상을 망으로 입

력한다. 망은 입력 값으로부터 2D 히트 맵과 3D 좌표를 

검출한다. 2D 히트 맵의 경우 각 채널별로 가장 큰 값의 

위치를 2D 좌표로 검출한다.

Fig. 5 Flow chart of Hand Estimation.

Ⅳ. 실  험

기본, 상향, 하향 스킵 연결로 각각 다르게 구성된 4개
의 구조를 이용하여 스킵 연결이 모델의 성능에 끼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 구조의 파라미터 수는 표 1과 같다.

Table. 1 Parameter about connection type

Type # Param # FLOPs

Base 5.1M 5.98G

Down 5.62M 6.4G

Up 5.76M 7.98G

Up-Down 6.28M 8.38G

학습에 사용한 GPU는 Titan X(Ram 12GB)를 사용하

였다. 학습은 50 Epoch, 32 배치 크기로 진행하였다. 학
습 데이터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9]를 사용하였으며 학

습 데이터 45,581장, 검증 데이터 13,023장, 테스트 데이

터 6,511장으로 분류하여 학습을 진행 학습 시 검증 데이

터의 손실값을 확인하였을 때 기본 구조와 상향, 하향 스

킵 연결이 있을 때와의 안전성 차이가 있었다. 그림 6는 

학습 과정에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손실 값을 나타낸다.

Fig. 6 Validation loss

구조의 성능 척도로는 PCK(Percentage of Correct 
Keypoints)를 사용하였다. PCK는 관절의 검출해야 하

는 위치와 예측된 위치 사이의 거리를 특정 값을 기준으

로 맞고 틀림을 정한다. PCK 2D는 검출 위치와 예측 위

치 사이의 픽셀 거리, 3D는 검출 위치와 예측 위치 사이

의 거리를 특정 거리의 비율에 따라 맞고 틀림을 정한다. 
그림 7, 8은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 대하여 PCK를 측정

한 결과이다.

Fig. 7 PCK 2D to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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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CK 3D to Test Data

성능을 비교하였을 때 기본 스킵 연결만 있는 것보다

는 부가적인 상향, 하향 스킵 연결이 있는 게 나은 성능

을 보이지만 상향, 하향이 함께 있는 경우와 하나의 방

향만 존재하는 경우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
히 하향 스킵 연결을 추가로 사용한 구조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합성 곱 심층 신경망의 성능을 올리기 

위한 기법 중 인코더-디코더 구조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

킵 연결의 형태에 따른 손 관절의 2D 및 3D 검출 성능을 

실험하였다. 스킵 연결은 인코더에서 특징값을 디코더

로 전달을 할 때, 기본, 상향, 하향 스킵 연결마다 가지는 

층의 깊이가 다르므로 이들을 엮어서 추가적인 합성 곱 

층으로 전달하여 일정한 깊이의 결과를 뽑아낸다. 이후 

뽑아낸 결과를 디코더의 확장 연산과 함께 dense block
으로 전달한다. 위의 구조는 인코드-디코드 과정에서 압

축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스킵 연결이 없는 구조보다 나은 

성능을 보인다. 실험을 통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망의 가

중치 수가 많아지면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더 나은 성능을 보일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상향, 
하향 모두 추가된 구조에서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아도 

하향 스킵 연결만 추가된 망의 구조가 테스트 데이터 세

트에 대한 PCK 2D/3D 모두 나은 성능을 보였다. 제안

한 망의 구조를 통해 PCK 2D에 대해서는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PCK 3D에 대하여서는 높은 성능을 보이지 못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한다면 더 나은 관

절 검출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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